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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시스템

요약

내용 없음.

대표도

도1

명세서

[발명의 명칭]

디스플레이하고  또한  디스플레이로부터  제거하는데  필요한  처리  시간의  감소  방법  및  데이터  처리 
시스템

[도면의 간단한 설명]

제1도는  디스플레이의  화면에  배치된  터치  입력  장치에서의  펜촉(stylus)의  이동  속도와  경로의 잉
킹(inking) 사이에 지연(lag)이 있는 종래 기술의 시스템을 도시하는 개략도.

제2도는  전체  조립체는  터치  워크패드(workpad)라고  지칭되는데,  평면  패널  패턴  디스플레이  위에 
배치되고 손가락터치 또는 펜촉 위치의 검출에 사용되는 오버레이(overlay)의 정면도.

제3도는 본 발명에 따라 사용된 손가락 터치 및 펜촉 검출 시스템의 구조 다이어그램.

제4a도 내지 제4c도는 본 발명의 동작을 설명하는 플로우 다이어그램.

제5도는  디스플레이에  걸친  잉킹  스트로크와,  펜촉  터치-다운  및  리프트  -오프점(lift-off  point)을 
도시하는 설명도.

제6도는  제5도의  잉킹  스트로크와,  펜촉  리프트-오프후의  터치  입력  장치에  의해  감지된  잉킹되지 
않은 인접점을 도시하는 설명도.

제7도는 영상의 일부를 소거하기 위해 펜촉이 사용된 그래픽의 설명도.

* 도면의 주요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10 : 워크패드                             14 : 윈도우

16 : 터치 오버레이                      20 : 펜촉

30 : 터치 콘트롤 프로세서            36 : I/O 콘트롤러

37 : 터치 패널 어댑터 카드           42 : 와이어 선택 멀티플렉서

46 : 방사 픽업 측정 장치              50 : 모드 멀티플렉서 

52 : 용량 측정 장치                     64 : 워크패드 인터페이스

66 : PC 인터페이스                     80 : 메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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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 표준 디스플레이

[발명의 상세한 설명]

본  발명은  일반적으로  데이터  처리  시스템에  사용하기  위한  입력  장치에  관한  것으로서,  특히, 디스
플레이에  걸쳐  포인팅  장치  커서의  경로를  도시하는  시스템  디스플레이상에  일련의  점을 잉킹하는데
에 사용된 시스템 경비를 감소시키기 위한 장치 및 방법에 관한 것이다.  특히,  본 발명은 시스템 경
비를 감소시킨다.

데이터  처리  시스템의  제어를  위한  사용자에게  친숙한  수단(user  friendly  means)을  제공하기  위해 
컴퓨터  디스플레이의  화면  위에  배치된  터치  입력  장치를  사용하는  것이  본  기술분야에서  잘  알려져 
있다.  예로서,  그루아즈(Gruaz)등에게  허여된  미합중국  특허  제5,016,008호는  컴퓨터의  비데오 스크
린상의  포인터의  위치에  관한  정보를  입력시키는  데에  사용된  터치-민감성  패드를  기술한다. 톨맨
(Tallman)등에게  허여된  미합중국  특허  제5,025,411호는  사용자가  손가락의  터치에  의해  메뉴 옵션
을  선택하게  허용하기  위한  오실로스코프상의  터치-민감성  스크린을  기술한다.  이러한  장치는 단순
한  사용자가  광범위한  훈련없이  컴퓨터  시스템상에서  원하는  타스크(task)를  수행하도록  허용하기 
위해  설계된다.  인간  요소에  대한  연구는  사용자가  데이터를  컴퓨터  디스플레이상에  직접 입력하도
록 허용하는 입력 장치는 인간과 기계사이의 막대한 밀접성과 정확성을 달성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그러한 장치는 본 기술분야에서 터치 입력 장치로 알려졌다.

인간과  기계의  대화를  도웁기  위해  개발된  현재의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에는  손가락의  터치에 
의해  가장  용이하게  선택할  수  있는  메뉴  선택,  이콘(icon)  또는  윈도우와  같은  많은  항목(item)이 
있다.  이러한  항목을  선택하는  다른  수단이  본  기술분야에  알려졌는데,  마우스  포인팅  장치를 가졌
거나  또는  맥도널드(Macdonald)에게  허여된  미합중국  특허  제4,687,175호와  일본국  공개  특허  공보 
제01-304587호에  공개된  음극선  튜브(CRT  모니터)상에서  사용하기  위해  개발된  포인팅  장치인 라이
트펜(light  pen)을  가졌다.  자유묘사(freehand  drawing),  제스쳐  또는  움직임의  분별  또는  필체의 
포착(handwriting  capture)을  수행하는  다른  진보된  소프트웨어  응용에서는,  펜촉이  정확성으로 인
해 더욱 효과적이다. 레이놀드(Reynolds)등에게 허용된 미합중국 특허 제4,754,276호 죤스톤
(Johnston)등에게  허여된  미합중국  특허  제4,814,760호  및  미합중국  특허  제5,007,085호는  각각 컴
퓨터  시스템에의  입력을  위해  태블렛(tablet)  또는  워크패드상에서  포인팅  장치로서  사용된  펜촉을 
공개한다.  따라서,  펜촉과  손가락  터치  검출을  모두  허용하는  터치  입력  시스템을  사용하는  것이 편
리할  것이다.  그러한  한  시스템은  그리니아스(Greanias)등에게  허여되고  본  출원인에게 양도되었으
며  본  명세서에  참조로서  기술된  발명의  명칭이  "시각(visual)  디스플레이  장치의  화면상에 사용하
기  위한  손가락  터치  및  펜촉  검출시스템(combined  finger  touch  and  stylus  detection  system  for 
use  on  the  viewing  surface  of  a  visual  display  device)"인  미합중국  특허  제4,686,332호에 기술
되었다.

마우스  포인터를  현재의  위치에  가져오는  경로에  대해  사용자가  반드시  관심을  갖지  않아도  되는 마
우스  포인팅  장치와는  달리,  터치  입력  장치를  갖는  펜촉이  필체(handwriting)  또는  자유묘사를 모
방하는 입력정보를 발생하는데에 사용된다. 매듀(Mathews)에게 허여된 미합중국 특허 
제4,177,354호,  삼피에리(Sampieri)등에게  허여된  미합중국  특허  제4,277,783호, 콘비스(convis)등
에게  허여된  미합중국  특허  제4,550,438호와  스클라류(sklarew)등에게  허여된  미합중국  특허 제
4,972,496호는  모두  포인팅  장치를  사용하여  필체  또는  자유묘사를  모방하고자  하는  시도를 기술한
다.  사용자가  터치  입력  장치상에서  스트로크(stroke)를  만들  때,  종이  위에  펜으로  만들어진 스트
로크를  모방하는  잉크  궤적(trail)이  표시된다.  잉크  궤적은  따라서  피드백을  제공하고  사용자가 스
트로크를  방향  설정하는  것을  돕는다.  핼리웰(Halliwell)에게  허여된  미합중국  특허 제4,675,665호
는  펜촉의  위치  데이터를  계산하고  디스플레이  스크린의  각각의  리프레시(refresh)  사이클  후에 잉
크  궤적  디스플레이를  업데이팅하는  것을  기술한다.  그러한  펜촉-구동  터치  입력  장치는  대표적으로 
초당 많은 수의 점(P/S)을 발생시키고, 그것은 잉킹 소프트웨어 서브루틴의 빈번한 호출
(invocation)로  인해서  높은  CPU  경비를  발생시키는  효과를  갖는다.  높은  CPU  경비로  인해서, 점들
은  소프트웨어가  그  점들을  잉킹하는  것보다  빨리  발생되기  때문에  잉크  궤적이  펜촉의  팁의  훨씬 
뒤에 지연되는 것이 이상하지 않은 것이다.

본  발명의  목적은  디스플레이의  화면에  걸친  포인팅  장치의  경로를  잉킹하는  것과  관련한  CPU 경비
를 감소시키는 것이다.

본  발명의  다른  목적은  여러  속도에서  CPU를  제어하는  운영체제(operating  system)에  점들을 입력시
키는 여러 가지 입력 장치를 구별하는 것이다.

본  발명의  또다른  목적은  인접점과  접촉점을  구별하고,  인접점이  감지되는  내용에  따라서  인접점이 
잉킹되어야할 것인지 결정하는 것이다.

상기  및  기타의  목적  및  특성은  디스플레이에  걸쳐  포인팅  장치의  경로를  나타내는  디스플레이상의 
한  셋트의  점을  잉킹하는데에  필요한  처리  시간을  감소시키는  장치  및  방법에  의해  달성된다. 포인
팅  장치가  디스플레이상에서  이동하기  시작했다는  결정에  응답하여  예정된  수의  달하는  복수의  점을 
저장하는데에  버퍼가  사용된다.  예정된  수의  점이  저장될  때,  버퍼링된  점들은  잉킹  루틴의  단일 호
출로 스크린에 잉킹된다.  버퍼내에 저장된 점의 수는 특정 포인팅 장치가 죄표 점을 발생시킬 수 있
는  속도에  의해  설정된다.  따라서,  펜촉에  의해  발생된  버퍼링된  점의  수는  손가락의  사용으로 발생
된 수와는 다를 것이다.

사용자는  인간의  눈이  검출하기에  너무  빠른  최하속도  초당  20회의  속도로  호출이  발생하기  때문에 
잉킹이  수행될  때  스트로크의  잉킹  과정의  중단을  검출하지  못한다.  포인팅  장치가  이동을  종료할 
때(즉,  터치  장치를  들어올림)  잉킹되지  않은  점들이  버퍼링된다면,  버퍼내의  점들은  저장된  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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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관하게 스트로크의 잉킹을 완료하도록 즉각 잉킹된다.

본  발명은  또한  소거기(eraser)의  경로내의  점들이  예정된  시간  주기동안  버퍼링될  때  잉크  궤적을 
소거하는  것과  관련된  경비를  감소시킬  수  있게  하며,  그러면  경로에  대응되는  영상은  소거기 루틴
의  단일  호출로  디스플레이로부터  소거된다.  소거기  루틴은  통상  넓은  스트로크폭으로  달성되기 때
문에,  소거와  관련된  종래  기술에서의  경비는  단일  화소(picture  element)(pel)의  폭과만  관련하는 
잉킹 루틴에게 요구되는 경비보다 훨씬 크다.

이하, 본 발명을 첨부된 도면을 참조하여 상세히 설명한다.

제1도는  사용자가  터치  입력  장치와  접촉하거나  또는  그에  터치  다운(touch  down)하고  일련의  개방 
루프(open  loop)  또는  필기체의  1자를  그리기  시작한다.  스트로크는  포인팅  장치의  접촉  또는 접촉
의  유실(loss)을  검출하는  센서  또는  터치  민감성  입력  장치상에서  손가락  또는  펜촉같은  사용자 인
터페이스  포인팅  장치에  의한  단일  이용(single  movement)이다.  스트로크는  손가락  또는  펜촉식 시
스템에서  사용자  상호  작용의  중요한  부분이다.  스트로크는  터치와  포인팅  장치의  이동에  의해 발생
된  촉각적  피드백에  추가하여  시각적  피드백을  제공한다.  펜촉과  입력  장치는  펜촉이  잉킹을 앞서가
는  상황을  피하기에  충분히  신속하게  제어  소프트웨어가  디스플레이상에  점들을  디스플레이(잉킹)할 
수 없는 빠른 속도로 점들을 발생시킨다.

많은 터치 스크린 기술은 실제 접촉전에 센서에 밀접 인접한 펜촉의 존재를 감지할 수  있다.  이러한 
예비-접촉 또는 인접점은 유용하기 때문에, 그것들은 입력점으로서 소프트웨어 응용으로 
보내어진다.  압력에  민감한  터치  입력  장치는  손가락이  초기에  장치에  터치하는  시간과  압력의  양이 
버튼  다운  한계(button  down  threshold)라고  알려진  예비  설정  한계치(preset  threshold)에 도달하
는 시간 사이의 인접점을 또한, 발생시킬 수 있다.

인접점은  포인팅  장치가  스크린을  이탈할  때  스트로크의  끝에서  문제가  되지만,  입력  장치는  점을 
계속  발생시킨다.  어떤  기술은  접촉의  유실을  정확히  검출할  수  없고,  따라서  접촉이  "참(true)" 리
프트-오프로  간주되기  위해서는  설정된  시간  주기동안  분리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한  요구사항은 
인접  또는  비접촉점을  스트로크에  첨부시키고  따라서  스트로크를  비틀리게  하고  입력  장치가 노이지
(noisy)하게 나타나게 한다.

인접점은  스트로크의  중간에도  발생될  수  있다(즉,  매우  짧은  시간주기  동안에  사용자의  비고의적 
접촉을 단절 시키므로써, 또는 의사 센서 노이즈(spurious sensor noise)에 의해).

"워크패드"라고  알려진  터치  입력  장치가  제2도에  도시되었다.  도시된  워크패드는  1989년  5월 15일
자로  아르바이트만(Arbeitman)에  의해  출원되고,  본  출원인에게  양도되었으며,  본  명세서에 참조로
서  기술된  발명의  명칭이  "데이타  프로세싱  시스템을  위한  평면  터치  스크린  워크패드(Flat  Touch 
Screen  Workpad  for  a  Data  Processing  System)"인  게류중인  미합중국  특허  출원  제351,227호에 기
술된  것과  유사하다.  워크패드(10)는  장방형  터치  오버레이(16)의  가장자리(edge)를  둘러싸는 장방
형  리세스된(recessed)  윈도우(14)를  갖는  하우징(12)으로  구성된다.  오버레이(16)는  투명하고  액정 
디스플레이(LCD)(18)상에  배치된다.  오버레이(16)는  접착층에  의해  함께  적층된  몇  개의  플라스틱 
기판층(substrate  layer)을  포함하는  박판  구조물로  구성된다.  오버레이(16)는  또한  수직  방향으로 
배치된  제1다수  투명  도체(16A)와  수평  방향으로  배치된  제2다수의  투명  도체(16B)를  포함한다. 수
직  및  수평  방향의  도체중의  몇  개는  디스플레이  윈도우(14)의  가장자리에서  오버레이(16)상의  또는 
부근의  펜촉(20)  또는  손가락의  위치의  더욱  정확한  결정을  허용하도록  리세스된  윈도우(14)  너머로 
위치된다.

펜촉(20)은  케이블(22)에  의해  하우징(12)에  연결된다.  펜촉(20)은  다수의  도체를  통해 오버레이
(16)에  의해  방사된  신호를  픽업하기  위한  안테나로서  작용하며,  미합중국  특허  제4,686,332호  및 
제5,007,085호에 기술된 손가락 터치에 의해 제공될 수 있는 해상도보다 훨씬 큰 해상도를 
제공한다.  하우징의  베젤(bezel)상의  4개의  버튼  스위치(24-27)는  워크패드(10)로부터의  데이터가 
수신되는  모드를  변경하기  위해  사용될  수  있다.  워크패드  케이블(28)은  워크패드(10)와  사용자가 
통신하는  컴퓨터와의  사이의  커넥터이다.  워크패드  케이블(28)은  워크패드(10)에  전력을  공급하고, 
LCD(18)를  작동시키기  위해  디스플레이  신호를  공급하며,  손가락  터치  및  펜촉  모드  모두에서 오버
레이를  작동시키기  위해  터치  신호를  제공한다.  또한,  케이블(28)은  펜촉(20)에  의해  수신된  신호 
강도와  손가락  터치-다운  동안의  용량의  변화로  인해  검출된  주파수  변화의  측정을  위해  컴퓨터로 
연결된 도관(conduit)이다.

제3도는  손가락  터치  및  펜촉  검출  시스템의  구조  다이어그램이다.  제3도에  도시된  시스템은 미합중
국  특허  제4,686,332호의  제9도에  공개된  것과  유사하다.  그러나,  오버레이(16)는  본  발명의  원리에 
따라  구성되고,  펜촉(20)은  1990년  10월  15일자로  그리니아스  등이  출원하고,  본  출원인에게 양도되
었으며  본  명세서에  참조로서  기술된  발명의  명칭이  "개량된  펜촉  센싱  시스템(Improved  Stylus 
Sensing  System)"인  계류중인  출원인  미합중국  특허출원  제608,072호에  기술된  개량된  디자인이다. 
또한,  터치  콘트롤  프로세서(30),  랜덤  엑세스  메모리(32),  판독  전용  메모리(34)  및  I/O 콘트롤러
(36)는 퍼스널 컴퓨터(PC)내의 터치 패널 어댑터 카드(37)상에 있고, 터치 전자 장치(touch 
electronics)의 나머지는 터치 워크 패드(10)내에 집적된다.

터치  워크  패드(10)는  케이블(28)을  통해서  터치  패널  어댑터  카드(37)와  통신한다.  수신  X도체는 X
버스(38)을  통해서  또한,  수평  Y도체는  Y버스(40)을  통해  와이어  선택  멀티플렉서(42)에  연결된다. 
방사  픽업  펜촉(20)은  게이트(44)를  통해서  방사  픽업  측정  장치(46)에  연결된다.  와이어  선택 멀티
플렉서(42)는  모드  멀티플렉서(50)를  통해서  손가락  터치를  용량에  의해  검출하는데에  사용된  용량 
측정  장치(52)에  연결된다.  와이어  선택  멀티플렉서(42)는  또한  펜촉  검출  동작을  위해  X버스(38)와 
Y버스(40)를  구동하는데에  사용되는  40KHz  발진기  드라이버(54)에  모드  멀티플렉서(50)를  통해 연결
된다.  모드  멀티플렉서(50)는  또한  펜촉  검출  동작을  위해  펜촉(20)의  출력을  방사  픽업  측정 장치
(46)에 선택적으로 연결하기 위해 게이트(44)에 대해 이네블링 출력(enabling output)을 
발생시킨다.  용량  측정  장치(52)의  출력은  아날로그-디지탈  변환기(56)를  통해서  워크패드 버스(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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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에  연결된다.  방사  픽업  측정  장치(46)의  출력은  아날로그-디지탈  변환기(48)를  통해  버스(58)에 
연결된다.  와이어  선택  멀티플렉서(42)의  제어  입력부(60)는  버스(58)에  연결되고,  모드 멀티플렉서
(50)의 제어 입력부(62) 또한 버스(58)에 연결된다.

워크패드  버스(58)는  메인  시스템  버스(68)의  어댑터  카드  버스(70)와  연통하는  인터페이스(66)를 
경유하여  터치  워크패드(10)를  어댑터  카드(37)에  연결하는  케이블(28)에  의해  워크패드 인터페이스
(64)를  경유하여  연결된다.  I/O  콘트롤러(36)는  PC의  메인  시스템  버스(68)에  연결되는  I/O 버스
(72)를  갖는다.  I/O  콘트롤러(36)는  또한  콘트롤  프로세서(30)를  판독  전용  메모리(ROM)(34)  및 랜
덤  맥세스  메모리(RAM)(32)와  상호  연결하는  어댑터  카드  버스(70)에  연결된다.  PC는  CPU(74), 
ROM(76),  디스크  기억  장치(78),  운영체제(81)와  응용  프로그램(82)을  기억하는  메모리(86)는  표준 
키보드(84)와  표준  디스플레이(86)와  같은  표준  장치들을  포함한다.  표준  디스플레이(86)는 대표적
으로 CRT이며, 양호한 실시예에서는 디스플레이는 워크패드(10)에 포함된 LCD(18)에 추가된 것이다.

버스(58)로부터  제어  입력부(60,  62)에  적용된  제어  신호에  응답하여,  와이어  선택 멀티플렉서(42)
와  모드  멀티플렉서(50)는  오버레이(16)내의  다수의  수평  및  수직  도체의  선택된  패턴을  용량  측정 
장치(52)  또는  40KHz  발진기  드라이버(54)에  연결한다.  손가락  터치  동작  동안에,  용량  측정 장치
(52)는  그  입력부가  콘트롤  프로세서(30)로부터의  제어  신호에  응답하여  모드  멀티플렉서(50)  및 와
이어  선택  멀티플렉서(42)를  통해  오버레이(16)내의  수평  및  수직  도체  어레이내의  선택된  신호 도
체에  커플링된다.  용량  측정  장치(52)의  출력은  A/D  변환기(56)에  의해  디지털  값으로  변환되고 버
스(58)를  지나  콘트롤  프로세서(30)에  공급된다.  콘트롤  프로세서(30)는  작동자의  손가락에  의해 터
치되는  오버레이(16)내의  수평  및  수직  어레이  도체쌍(conductor  pairs)을  검출하기  위해  저장된 프
로그램 명령의 시퀸스(sequence)를 수행한다.

손가락  터치와  펜촉  센싱  모드는  상호  독립적으로  동작한다.  검출  시스템은  손가락  터치  또는 펜촉
이 검출될 때까지 상기 2개의 모드 사이에서 순환한다.

1928년  4월  출원되고,  본  출원인에게  양도되었으며,  본  명세서에  참조로서  기술된  발명의  명칭이 "
진보된  사용자  인터페이스(Advanced  User  Interface)"인  계류중인  미합중국  특허출원  제344,879호는 
새로운  형태의  입력이  그러한  형태의  입력을  수용하도록  작성되지  않는  소프트웨어  응용  프로그램에 
의해  조작되도록  허용하는  운영체제의  확장(operating  system  extension)을  기술한다.  예로서, 현재
까지  대부분의  응용  프로그램은  키보드와  마우스  입력만  수용하도록  쓰여졌다.  따라서,  사용자는 응
용  프로그램  코드를  수정하지  않고도  터치  입력  장치를  가지고  진보된  사용자  인터페이스(AUI)를 사
용할  수  있었다.  AUI는  스크린상에  디스플레이된  많은  윈도우  또는  소프트웨어  응용을  갖는 데스크
톰의  메타포(metaphor)에  기초한  그래픽스  사용자  인터페이스(GUI)  운영체제에서  특히  유용하다. 사
용자는  포인팅  장치(즉,  펜촉,  손가락  등)를  가지고  데스크톰상에  스트로크를  만들기  때문에,  AUI는 
피드백을  제공하고  사용자가  원하는  또는  목표  응용에  스트로크를  향하게  하는  것을  돕기  위해  잉크 
궤적, 모방 펜 및 종이를 디스플레이한다.

사용자가  포인팅  장치를  스트로크시킬  때,  점좌표의  스트림이  사용된  포인팅  장치의  형태에 의존하
는  속도로  터치센서  하드웨어에  의해  발생된다.  예로서,  120p/s의  펜촉점  속도와  60p/s의  손가락 터
치 점  속도는 각각 매  8밀리초(ms)마다 또한 16ms마다 새로운 점을 발생시키며 터치 센서에 의해 수
신된다.  점이  발생되는  속도는  유연하고  민감한  잉크  궤적을  유지하기  위해서  AUI  및  프로그램이 각
각의 점을 처리해야 하는 시간의 양에 상한선을 설정한다.

점을  처리하는  것에는  AUI가  스트로크  버퍼에  점을  첨가시키고,  점에  잉크칠을  하고,  응용 프로그램
의  특정  처리를  받기  위해  점을  응용  프로그램에  보내는  것이  관련된다.  이  과정은  CPU  전체  처리 
시간의  75%까지  걸릴  수  있다.  예로서,  CPU가  각각  점에  대해  상기  과정을  완료하는데에  9ms  이상 
걸리면,  매  9ms  마다  새로운  점을  발생시키는  손가락  포인팅  장치는  CPU  처리시간의  100%를  소모할 
것이다. 그 결과, AUI의 전체 처리시간의 상당한 부분은 점좌표 데이터의 처리에 사용될 것이다.

2차적인  결과는  타겟  응용  프로그램(target  application)의  너무  바빠서  점들을  처리할  수  없을  때 
운영  체제는  점을  무시하는  것이다.  "마우스  이동  합병(mouse  move  coalescing)"으로  알려진 운영체
제는  입력장치(즉,  워크패드)로부터  수신된  마지막  점의  위치만을  응용  프로그램에  보낸다.  따라서, 
점들은  응용  프로그램이  점들을  충분히  빨리  검색하지  못하면  무시될  것이다.  포인팅  장치  데이터를 
특정하게  처리하는  응용  프로그램에  있어서,  점들을  검색할  능력이  없으면  사용자의  입력  데이터를 
유실하게 된다.

AUI 잉킹 알고리즘은 점들을 접촉 또는 인접점으로 분류하는 터치 기술을 이용한다. 포인팅 
장치(즉,  펜촉,  손가락  등)에  따라서,  잉크  분할  속도는  접촉점이  처음  발생된  후(즉, 터치-다운시
에)  매  n번째  점에서  잉킹이  일어나도록  계산된다.  잉킹  속도는  점이  초당  20회  보다  적지  않게 잉
킹되도록  설정된다.  적어도  초당  20회의  속도로  잉킹을  하면  양호한  잉킹  성능을  유지하면서도 경비
를  상당히  감소시킬  수  있다는  것이  실험  및  시험을  통해  결정되었다.  이  속도로  잉킹을  하면  잉킹 
지연(delay)  또는  명멸(flicker)이  사용자에게  느껴지지  않고  잉크가  포인팅  장치의  팁  바로 아래에
서  흘러나오는  것처럼  보이게  한다.  센서로부터  점들이  수신되면,  점들은  n번째  점이  수신될  때까지 
완충되며,  이  때에  모든  완충된  점들은  현재의  점을  따라  잉킹된다.  사용자가  스크린과의  접촉을 단
절시킬  때,  버퍼  메모리에  현재  저장된  모든  잉킹되지  않은  접촉점들은  스트로크의  잉킹을  완료하기 
위해 즉각 잉킹된다.

사용자가  펜촉과  같은  포인팅  장치를  센서의  부근에  가져오면,  센서는  서서히  펜촉의  정확한  위치를 
결정할  수  있게  되며,  유효한  인접점들이  발생된다.  접촉  전에  수신된  인접점들은  일반적으로  입력 
정보로서  사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이러한  인접점들은  커서를  펜촉의  팁  아래에  유지하기  위해서 
커서를  디스플레이상에서  이동시키는데에  사용된다.  이러한  인접점들은  또한  소프트웨어  응용에 이
용된다.

센서와  접촉되면,  터치  다운  베세지는  운영체제로  보내지고,  그  후의  모든  점들은  접촉점으로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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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

사용자가  센서를  결국  리프트-오프시키면,  리프트-오프후의  펜촉에  의해  발생된  모든  점들은 인접점
으로  다시  분류될  것이다.  특정한  수의  인접점이  수신된  후에,  디바이스  드라이버(device  driver)는 
리프트-오프 메시지를 발생시킬 것이고 메시지를 운영체제에 보낸다.

접촉후에  수신된  인접점들은  유실되었으나,  리프트-오프  메시지가  발생되기  전에  수신된  인접점들은 
"꼬리(tail)"  또는  노이즈로  간주되며,  펜촉이  센서와  접촉될  때에만  잉크가  흘러야  하므로  이러한 
점들은 스트로크로부터 항상 제거된다.

제4a도  내지  4c도는  본  발명의  동작을  위한  플로우  다이어그램이다.  동작은  제4도에서  사용자가 오
버레이상의  펜촉  터치-다운(스텝  100)과  같은  이동을  시작할  때  시작된다.  시스템은  점을  발생시킨 
장치를  결정하며(스텝  102),  장치는  펜촉,  손가락,  마우스  등일  수  있다.  이  예에서는  펜촉이다. 장
치가  일단  식별되면,  장치의  점  발생  속도가  결정된다(스텝  104).  펜촉에  대해서는  120p/s가 발생되
며,  손가락에  대해서는  60p/s,  마우스에  대해서는  40p/s가  발생된다.  장치의  점  속도는  스트로크가 
적어도  초당  20회  잉킹되도록  보장하기  위해  20으로  나누어진다(스텝  106)(이하  "잉크  분할율(ink 
dividerate)"이라고  지칭된다).  상술한  바와같이,  스트로크가  초당  20회  잉킹되면,  스트로크는  빨리 
잉킹되어 사용자는 매 5번째 또는 8번째 점 대신에 각각의 점이 감지 되는대로 잉킹된다고 
생각한다.  포인트  카운터(point  counter)는  시스템이  점을  추적하도록  지워진다(스텝  108). 잉킹되
지 않은 접촉점 및 인접점을 위한 카운터 역시 지워진다(스텝 107 및 109).

제4b도에서,  터치  센서로부터  새로운  점이  수신될때마다  코드가  입력된다(스텝  110).  현재까지 수신
된  점의  전체  수가  증가되며,  즉,  포인트  카운터가  증가된다(스텝  112).  다음에는  감지된  점이 접촉
점인지  결정된다(스텝  114).  상술한  바와같이,  접촉점은  펜촉이  실제로  오버레이  센서를  터치할  때 
발생된  좌표이다.  점이  접촉점이  아니면,  인접점으로  분류되고,  인접점의  카운터는  1만큼 증가된다
(스텝  116).  점이  접촉점이면,  그  점이  잉크  분할율의  정확한  배수인지  결정된다(스텝  118).  상술한 
바와같이, 잉크 분할율은 20으로 나눈점의 수이다. 펜촉의 경우에 잉킹은 매 6개의 점마다 
발생한다.  수신된  점의  수가  정수배이면,  잉킹되지  않은  인접점의  존재에  대한  결정이 이루어진다
(스텝  120).  수신된  점이  잉크  분할율의  정수배가  아니면  흐름은  스텝  126에서  종료된다.  잉킹되지 
않은  인접점이  존재하면,  잉킹되지  않은  인접점과  접촉점이  모두  잉킹되고(스텝  119),  인접점  및 접
촉점  카운터는  지워진다(스텝  120  및  121).  그렇지  않으면  접촉점만  존재할  때에는  접촉점이 잉킹된
다. 그러면, 흐름은 스텝 126에서 종료된다. 초기에 인접점이 검출되면, 그 점들은 잉킹되지 
않지만,  인접점들이  검출된  후에  접촉점이  다시  나타나면,  시스템은  사용자가  약간  무의식적으로 접
촉을 단절시켰거나 포인팅 장치를 들어 올렸다고 이해한다.

간혹,  펜촉이  센서와의  접촉을  순간적으로  단절시키기  때문에  스트로크의  중간에  무작위 인접점
(random  proximity  point)이  발생된다.  이러한  분리는  센서의  표면상의  먼지입자와  같은  이물질 또
는  손의  떨림으로  인한  것일  수  있다.  그러한  점은  또한,  오보정(mis-calibrated)  센서  또는  노이지 
센서에  의해  발생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접점의  분리는  지극히  짧고  통상적으로  1  또는 2개
의  점  또는  8-16  밀리초이다.  실제적  의도적인  리프트-오프와  가상  접촉  유실  사이의  구별은 디바이
스  드라이버의  책임이다.  이것을  위해서,  디바이스  드라이버는  n개의  인접점이  발생될  때까지 통상
적으로  리프트-오프  메시지를  발생시키지  않을  것이다.  n이  너무  낮으면,  스트로크는 리프트-오프전
에  단절되거나  종료될  수  있다.  n이  너무  높으면,  사용자는  제1스트로크를  종료시키기  위해  충분한 
인접점이  발생되기  전에  리프트-오프하고  다음  스트로크를  시작할  수도  있다.  그  결과,  2개의 스트
로크를  단일  스트로크로  연결하거나  조합하는  것이  발생한다.  단절된  스트로크와  연결  모두  매우 바
람직하지 않다.

리프트-오프  메시지를  신호하는데  필요한  인접점의  수는  주어진  센서의  성능  특성에  따라  다를 것이
다.  이론상으로는  단일점도  그러한  메시지를  소프트웨어   응용에  보낼  수  있다.  실제로는  이  숫자는 
1과 6 사이에서 변할 수 있다.

따라서,  AUI의  잉킹  루틴은  접촉점이  다시  수신되지  않으면  인접점을  잉킹하지  않는다.  리프트-오프 
메시지가  처음에  수신되면,  이러한  인접점은  결코  잉킹되지  않으며,  추후에  스트로크  버퍼로부터 절
단된다.  AUI는  접촉의  유실이  허위였는지  또는  의도적이었는지  결정될  수  있을  때까지  인접점을 완
충시켜야만 한다.

문자를  올바르게  만들기  위해서,  즉,  "t's"에서  빗금(cross)을  치거나  또는  "i's,"에서  점을  치기 
위해서  사용자가  의도적으로  리프트  오프했을  경우에,  시스템은  특히  긴  시간  간격동안  나타났던 일
련의  인접점을  감지하도록  만들어질  수  있고,  따라서,  그러한  점을  잉킹하지  않는다.  몇  개의 인접
점의  짧은  기간만이  일련의  접촉점  가운데에서  검출된다면,  인접점은  잉킹될  수  있고,  스트로크는 
연속적 상태로 나타난다.

제5c도에서,  사용자는  펜촉을  터치  센서  오버레이로부터  리프트  오프한다(스텝  128).  시스템은 스트
로크의  잉킹을  완료하기  위해서  버퍼내의  잉킹되지  않은  접촉점이  존재하는지  검토한다(스텝  130). 
잉킹되지 않은 접촉점이 있으면, 시스템은 그것들을 잉킹한다(스텝 132).

상술한  본  발명은  어떤  프로세서에서는  스트로크를  잉킹하는  동안에  일어나는  처리  경비를  대략 60
퍼센트  감소시킨다.  본  발명은  한번에  한점씩  잉킹하는  대신에  한번에  여러  점을  잉킹하게  하므로써 
운영체제의  효율을  증가시킨다.  잉킹을  준비하고  완료하는데에  발생되는  처리  경비의  양은  여러점에 
대해서도 단일점에 대한 것과 같다.

제5도는  본  발명에  따라  터치  다운으로부터  리프터-오프까지  손가락과  같은  포인팅  장치에  의해 추
적된  스트로크를  도시한다.  작은  화살표는  매  다섯  번째  점에서  스토로크가  잉킹된다는  것을 보여주
기  위해  다섯  번째  점에  위치된다.  이  스트로크는(도시된대로)  사용자가  매우  빨리  그린  것이다. 통
상적으로,  점은  서로  훨씬  가깝다.  잉킹은   본  발명을  사용하여  매우  빨리  일어나서  잉크는  포인팅 
장치의  팁  아래에  계속있는  것처럼  보인다.  리프트-오프시에는,  마지막  잉킹이  수행된  후에  3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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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이 버퍼내에 남겨진다. 시스템은 버퍼로부터 이 잉킹되지 않은 점을 취하고 즉각적으로 잉킹한다.

제6도는  동일한  스트로크를  도시하지만,  그러나  리프트-오프  후에  감지된  스트로크의  끝에  몇  개의 
인접점이  있다.  펜촉은  오버레이에  가까웁지만  터치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시스템은  인접점으로 결
정된  좌표를  발생시킬  것이다.  스트로크  끝에  있는  인접점은  결코  사용되지  않는다.  시스템은  연필 
및  종이를  에뮬레이트하도록  설계되었고,  따라서,  펜촉  또는  펜이  실제로  센서에  접촉할  때에만 잉
크가 흐른다.

논리 흐름

상기  설명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다음의  의사  코드(pseudocode)가  논리  흐름을  상세히  설명하기 위
해 제공된다 :

사용자가 터치다운 할 때

when a user touches down

스트로크 장치를 식별한다.

identify stroke device

점 속도를 결정한다.

determine point rate

점 속도를 20으로 나누므로써 잉크 분할율을 계산한다.

calculate ink divide rate by dividing point rate by twenty(20)

잉킹되지 않은 접촉점 카운터를 지운다.

clear uninked contact point counter

인접점 카운터를 지운다.

clear proximity point counter

상기 when 루틴을 종료한다.

endwhen

센서로부터 새로운 점이 수신될 때

when a new point is received from the sensor

스트로크내에서 수신된 점의 수를 증가시킨다.

increment number of points received in the stroke

점이 접촉점이면

if point is a contact point

잉킹된 인접점이 존재하지 않으면

if no inked proximity point exist

점의 수가 잉크 분할율이 짝수배이면

if number of points is an even multiple of the ink divide rate

모든 잉킹되지 않은 접촉점을 잉킹한다.

ink all uninked contact points

잉킹되지 않은 접촉점 카운터를 지운다.

clear uninked contact point counter

그렇지 않으면

else

잉킹되지 않은 접촉점 카운터를 증가시킨다.

increment uninked contact point counter

상기 if 루틴을 종료한다.

endif

그렇지 않으면

else

모든 잉킹되지 않은 인접 접촉점을 잉킹한다.

ink all uniked proximity contact points

11-6

특1995-0012488



잉킹되지 않은 접촉점 카운터를 지운다.

clear uninked contact point counter

인접점 카운터를 지운다.

clear proximity point counter

상기 if 루틴을 종료한다.

endif

그렇지 않으면

else

수신된 인접점의 수를 증가시킨다.

increment number of proximity points received

상기 if 루틴을 종료한다.

endif

상기 when 루틴을 종료한다.

endwhen

사용자가 리프트 오프 한 때

when user lifts off

잉킹되지 않는 접촉점이 존재할 때

if uninked contact point exist

잉킹되지 않은 접촉점을 잉킹한다.

ink uninked contact points

상기 when 루틴을 종료한다.

endwhen

제7도는 소거기에 의해 연필과 같은 교정 능력을 사용자에게 주기 위해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를 도
시한다.  플러리(Flurry)에게  허여된  미합중국  특허  제4,633,436호에  도시된  것과  같은  실시간  소거 
능력을  가진  펜촉식  컴퓨터  시스템을  제공하고자  한  종래의  시도는  과다한  경비에  봉착하였고, 그것
은 상술한 바와같이 디스플레이가 펜촉의 이동뒤에 지연되도록 강요하였다.

본  발명은  소거  과정  동안에  워크패드상에서  펜촉이  이동될  때  펜촉의  위치에  대응되는  예정된  점의 
수를  저장하므로써  처리  비용을  감소시킨다.  상술한  잉킹  과정에서와  같이,  예정된  점의  수가 버퍼
내에  저장되며,  예정된  수는  워크  패드와  함께  사용된  포인팅  장치의  형태(즉,  손가락,  펜촉  등)에 
의존한다.  저장된  점은  디스플레이의  배경과  같은  색으로  잉킹된다.  따라서,  점은  시각적 디스플레
이로부터  제거된  것처럼  보인다.  이러한  방법으로  잉킹하는  것은  초당  적어도  20회의  속도로 수행된
다.  그  결과,  포인팅  장치를  이동시키는  사용자는  종이  위의  표시를  소거하기  위해  사용된  연필 지
우개에 의해 제공된 정보와 유사한 촉각 및 시각적 피드백 정보를 수신한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포인팅 장치의 경로(a  path  of  a  pointing  device)를  나타내는 한 셋트의 점(a  set  of  points)을 디
스플레이하는데  필요한  처리  시간의  감소  방법에  있어서,  상기  포인팅  장치의  초기  이동(initial 
movement)에  응답하여,  경로를  나타내는  다수의  점을  버퍼내에  저장하는  단계와,  상기  버퍼내에 상
기  다수의  점이  모두  저장되었을  때  상기  점들을  디스플레이하는  단계와,  상기  포인팅  장치의 이동
이  종료될  때까지(until  movement  of  the  pointing  device  is  terminated),  상기  저장  및 디스플레
이 단계를 반복하는 단계와, 상기 포인팅 장치의 이동의 종료시에(upon the termination of 
movement)  상기  버퍼내에  남아  있는  모든  점을  디스플레이하는  단계(displaying  any  points)를 포함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디스플레이하는데 필요한 처리 시간의 감소 방법.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포인팅  장치를  식별하는  단계와,  상기  포인팅  장치의  식별에  따라(according 
to  the  identity  of  the  pointing  device)  버퍼내에 저장될 점의 수를 제한하는 단계를 추가로 포함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디스플레이하는데 필요한 처리 시간의 감소 방법.

청구항 3 

제2항에 있어서, 상기 반복 단계는 인간의 눈에 감지 불가능한 속도로(at a rate that is 
imperceptible  to  the  human  eye)  수행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디스플레이하는데  필요한  처리 시간
의 감소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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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4 

포인팅  장치와,  디스플레이  장치에  대한  상기  포인팅  장치의  위치를(a  position  of  said  pointing 
device  relative  to  a  disply  device)  결정하는  위치  결정  장치와,  상기  위치  결정  장치에  의해 결
정된  상기  포인트  장치의  여러  위치를  저장하는  버퍼  메모리와  장치를  포함하며,  시스템  콘트롤러는 
주기적으로  상기  디스플레이  장치로  하여금  단일  처리  동작  동안에  상기  버퍼  메모리에  저장된  여러 
위치중의 각각에 대응되는 정보를 디스플레이하게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데이터 처리 시스템.

청구항 5 

제4항에  있어서,  상기  포인팅  장치가  상기  디스플레이  장치와  접촉되지  않았을  때  상기  디스플레이 
장치에 대한 상기 포인팅 장치의 위치를 검출하는 인접 위치 검출 장치(a proximity position 
detecting  device)를  추가로  포함하고,  상기  시스템  콘트롤러는  상기  포인팅  장치가  후에  상기 디스
플레이  장치와  접촉할  때에만  상기  인접  위치  검출  장치에  의해  검출된  모든점을  포함하는  정보가 
디스플레이되게 하는(causes the display of information)것을 특징으로 하는 데이터 처리 시스템.

청구항 6 

제5항에  있어서,  상기  디스플레이  정보는  상기  디스플레이된  것이  추가된  그래픽스  데이터를 나타내
는(said  display  information  represents  graphical  data  added  to  said  display)것을  특징으로 하
는 데이터 처리 시스템.

청구항 7 

제5항에  있어서,  상기  디스플레이  정보는  상기  디스플레이된  것으로부터  제거된  그래픽  데이터를 나
타내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데이터 처리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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